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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DOWNTOWN SYRACUSE에에에에 45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TERAKEET 및및및및 TCG/ASCENSION GAMING 확대를확대를확대를확대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및및및및 창고창고창고창고 운영을운영을운영을운영을 확대하여확대하여확대하여확대하여 42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창출하고 69개의개의개의개의 기존기존기존기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보유하기보유하기보유하기보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255,000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투자하는 TCG/Ascension Gaming 
 

24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투자하고투자하고투자하고투자하고, 200개개개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며창출하며창출하며창출하며, 150개개개개 기존기존기존기존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보유하기보유하기보유하기보유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Terakeet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또한또한또한또한 새롭게새롭게새롭게새롭게 재단장된재단장된재단장된재단장된 Hotel Syracuse의의의의 진행진행진행진행 상황을상황을상황을상황을 집중적으로집중적으로집중적으로집중적으로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 이이이이 

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프로젝트는 이미이미이미이미 100개의개의개의개의 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일자리가 채워진채워진채워진채워진 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 186개의개의개의개의 신규신규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되고예상되고예상되고예상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기업인 

Terakeet과 온라인 게이밍 시장인TCG/Ascension Gaming이 Downtown Syracuse에서 

450여개의 하이 테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세 

확장은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유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의 진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5년 12월 Cuomo 

주지사의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해 5억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주지사는 

Hotel Syracuse의 새로운 컨벤션 센터의 그랜드 오프닝에서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현재 복구 중으로 1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은 지역경제개발협의회를 통해 경제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yracuse Hotel의 완전한 리노베이션에서 우수 기업들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Central New York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업스테이트 경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이용하여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Downtown Syracuse에 들어서 있는 Terakeet는 Chorus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을 위한 웹 시계(web visibility)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Internet Retailer 100대 기업, 창업회사, 자문그룹, 정치 캠페인의 

웹보유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임무의 핵심 부분으로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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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계발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Upstate Revitalization 이니셔티브를 통한 600,000달러의 자금 지원, 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한 실적 기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액 430만 달러와 민간 

투자 240만 달러 덕택에, Terakeet는 자사의 Downtown Syracuse 본사에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150개의 기존 일자리를 보유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는 

디지털 마케팅, 회계 관리, 판매, 데이터 분석, 웹 분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Terakeet의의의의 CEO인인인인 Mac Cumming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다음의 성장을 시작하면서 

뉴욕주의 지원을 받게 되다니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홈 타운인 

Syracuse에 일자리를 추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떤 

혜택을 입기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적인 목표를 완수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TCG/Ascension Gaming은 수집용 트레이딩 카드의 바이어 및 셀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며, Downtown Syracus에서 사무소 및 창고 운영 장비를 확대하고 

갖추는 데 약 255,000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시장, 특히 캐나다, 

영국 및 호주 시장에 진입하려는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세 확대의 

결과, 이 회사는 웹 개발자, U/I 개발자, 고객 서비스 대표 및 이행 전문가를 포함하여 

42개의 신규 일자리를 현재의 69명의 인력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TCG/Ascension의 성장은  growth was supported by $50,000 in funding through the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를 통한 50,000달러의 보조금과 실적기반 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액 300,000달러로 힘입은 바 큽니다. 이 밖에도 이 회사의 세계적인 

사세 확장은 Global NY 이니셔티브의 힘이 컸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세계로 수출을 

원하는 현지 기업들과 뉴욕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마련하였습니다. 
 

TCGplayer.com의의의의 설립설립설립설립자자자자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Chedy Hampso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주지사와 

Central New York REDC에 의한 이 투자로 TCGplayer.com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 지역에 새로운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과 

6개월만에 42명의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Hotel Syracuse 
 

Syracuse 다운타운에 자리한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Hotel Syracuse는 현재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비어 있다가 새롭게 단장하는 이 

호텔은 280여개의 객실과 첨단 컨벤션 센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06년, Onondaga 카운티는 컨벤션 센터 호텔 건설을 위해 총 1,500만 달러를 받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Empire State Development’s Restor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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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통해 새로운 컨벤션 센터 호텔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시 비어 있는 

호텔의 복원과 복구를 위해서 Onondaga 카운티에 175만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 중 거의 650,000달러가 지출로 나갔고, 남은 돈은 호텔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또한 Central New Yor의 REDC 교부금의 4차 기금으로 이 

프로젝트에 364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Magnarelli 주의회의원이 확보한 

170만 달러 보조금도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총 

2,210만 달러의 뉴욕주 교부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완전히 개조된 호텔은 1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100개는 이미 

채용이 마감되어 7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곧 Marriott Syracuse Downtown이 될 Hotel Syracuse는 이 지역의 유구한 역사의 

일부로, 우리는 이곳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Central New York에 큰 행사, 대기업 및 

관광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 Central New York REDC의 지속적인 활동과 지방 선출직 관리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 주 및 수 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이 

지역에서 계속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의장의장의장의장, CEO &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Central New York과 이 지역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발한 계획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1년에 

취임하여 예전에 볼 수 없었던 Upstate 경제 개선에 전념하기 시작한 이후 Syracuse와 

Central New York은 엄청난 양의 민관 투자를 유치했고,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고 다양한 경제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 Joanie Mahone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Central New York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이 지역이 Andrew Cuomo 

주지사의 지도 아래 큰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arakeet과 TCG/Ascension 

Gaming이 Syracuse에서 사세를 확장하면서 근면한 Central New York 주민들을 위해 

4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유하려 한다는 소식에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신흥 산업에 투자하여 Syracuse를 경제 성장을 위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Central NY Rising 가속화가속화가속화가속화 
 

이 발표는 견실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Central NY Rising”을 앞당길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토대를 놓기 위해 

2012년 이래 지역에 근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며 포용적 경제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소득세도 감소했고, 기업들은 Syracuse, Oswego 및 Auburn과 같은 지역을 기업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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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2015년 12월 Cuomo 지사가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활성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투자로 “Central NY Rising”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충분히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기에 이 지역의 계획은 제출된 것처럼 5,9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